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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type of art marketing used by luxury fashion brands as well as to

elucidate the productive outcome of art marketing based on art marketing case studies. The research methods

adopted in this study were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The scope of the research focused on com-

panies operating luxury fashion brands such as Louis Vuitton S.A., Kering Group, Prada S.p.A., Hermès In-

ternational S.A., Salvatore Ferragamo Group, Giorgio Armani S.p.A. and Compagnie Financière Richemont

S.A.. The results showed that luxury brands using art marketing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

pany by combining art and marketing mainly incorporate the following types of art marketing: art foundat-

ion and museum, art sponsorship, art collaboration, advertising campaign, exhibition promotion, and flagship

stores. In terms of the outcome of art marking by luxury fashion brands, it was found that art marketing

facilitates company activities help companies acquire a positive image from revitalizing culture and art, pro-

duces increased profits for the companies due to increased product sales as well as expands the marketability

of respective companies through company PR and brand promotion, customer satisfaction by providing cul-

tural space, artistic places and new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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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패션브랜드는 제품 기능상의 차별과 우위를 소

비자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에서는 고객에게 브랜드를 통해 ‘가치’를 전달하

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기능과 서비스에만 중점을

두던 마케팅 전략에서 문화적 부가가치에 관심을 가지

기 시작했다. 짐 데이토(Jim Dator)는 21세기는 문화와 꿈

을 생산하는 시대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의 주력엔진

이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상상력과 창조성이

핵심이 되는 문화와 꿈을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Shin et al., 2007). 이는 문화의 시대는 국가, 기

업, 개인의 경쟁력 원천이 물질적, 기술적 힘에서 점차 창

의적, 감성적 힘으로 바뀌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기업은 브랜드 차별화의 방법으로 예술에 주목하

기 시작했고 이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게 되었다. 이처

럼 예술을 마케팅에 접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 아트 마케팅이다.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문화 ·예술분

야를 이용하고 이를 브랜드와 연결 지은 마케팅 전략으

로서 아트 마케팅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

개되고 있다. 이는 예술의 부가가치를 이용해 기업의 이

미지와 인지도를 높여간다는 의미이며 아트 마케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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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브랜드 관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J.

H. Park, 2010).

특히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 문화 ·예술과의 커뮤니

케이션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구

축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브랜드와 차

별화시켜 장기적으로 매출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

인이 되고 있다(Kim, 2016).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상업

적 전략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경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협업과 융합경향은 패

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수단으로까지 변모되고 있으며, 럭셔리 패션브랜드

들이 전개하고 있는 문화예술재단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과거 패션이 예술을 차

용하는 정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단순한 교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은 브랜드 역사와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기념하고 재해석한 다양한 융합전시

를 세계 각지에서 개최함으로써 예술전시의 전략을 표

방하고 있다. 패션과 예술이 융합된 전시를 통해 브랜드

의 신화적 가치까지도 반영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브

랜드 헤리티지의 상징화 작업은 럭셔리 패션브랜드라는

차원을 넘어 럭셔리 아트 브랜드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다(Kim, 2016).

패션에서 아트 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선행연구로는 패션브랜드의 아트 마케팅에 관

한 연구(Hong, 2008; Kim, 2007; Kim, 2011)가 이루어졌

으나 일부의 럭셔리 패션브랜드로 제한이 있으며 현대

패션에서의 아트 마케팅에 관한 연구(Chung & Han, 2013;

Kim & Gang, 2012) 등이 있으나 아트 마케팅 유형의 일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트 마케팅 개

념 및 유형을 살펴보고 아트 마케팅의 사례를 통한 성과

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럭셔리 패션브랜

드의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아트 마케팅 전략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럭셔

리 패션브랜드의 아트 마케팅의 유형 및 중요성을 설명

하기 위해 기존 문헌과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였으며, 아

트 마케팅의 유형별 고찰은 패션, 문화 관련 서적을 통

한 문헌연구와 전시도록, 전시작품, 기사, 전시관람 등

을 통한 사례연구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Louis Vuitton S.A., Kering Group, Prada

S.p.A., Hermès International S.A., Salvatore Ferragamo

Group, Giorgio Armani S.p.A., Compagnie Financière

Richemont S.A. 등 럭셔리 패션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아트재단 설립 및 뮤지엄을 운영하는 브랜

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II. 럭셔리 패션브랜드와 아트 마케팅

1.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유형 및 현황

1) 럭셔리 브랜드의 개념 및 유형

럭셔리(Luxury)의 사전적 의미는 호사품, 사치품의 맥

락을 지닌다. 럭셔리의 어원은 호사스러움을 뜻하는 라

틴어 룩수스(Luxus)에서 파생된 룩수리아(Luxuria)에서

내려 왔는데, 이 말은 극도의 사치 또는 부패를 뜻한다

(“Luxury”, n.d.). 럭셔리의 쓰임새를 살펴봐도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물건이었다. ‘Lu-

xus’의 본래 뜻은 ‘지극히 강한 번식력’을 뜻하지만 시간

이 흐르면서 ‘평범함을 뛰어넘는 창조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Chen, 2013). 즉 ‘오랜 전통을 가진 뛰어

난 물건(작품)’, ‘훌륭하여 이름이 난 최고급 물품이나 작

품’(Kwon, 1996)으로 공들여 만든 뛰어난 제품을 의미

한다.

럭셔리의 특성을 Dubois and Duquesne(1993)은 ‘고가

격’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럭셔리 제품들이 고가격이 아

니라면 그것들의 희소성이나 독점적 특성을 잃게 된다

고 말했다. Bosshart(1998/2001)는 럭셔리가 갖는 금전적

가치나 표면적 상표가치보다는 럭셔리가 갖는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럭셔리 생산업체의 모임

인 Comité Colbert의 의장 또한 럭셔리란 질 좋은 상품

과는 다른 차원으로 실제 럭셔리 시장에서는 브랜드보

다 상품과 연결된 문화적 전통으로서의 상품이 중요하

다고 강조하였다(Hyun, 2009).

패션브랜드란 특정 패션업체가 생산한 패션제품이 타

업체의 제품과 식별이 용이하고 생산제품과 서비스에

확실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를 붙여 사용하는 패션제

품의 이름(Eom, 2002)으로 럭셔리 패션브랜드를 ‘고품질

의, 수공예적인, 창조적인, 그리고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고전적인 패션제품의 이름’이라고 정리하였다. 이

러한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은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 연

합에 소속되어있다. 럭셔리 브랜드의 대표 국가인 프랑

스에서 럭셔리라는 개념을 알리고 선점하기 위해 1954년

창설된 Comité Colbert는 프랑스 문화의 전통과 그 전통

에 창조성과 노하우를 접목하여 제품의 품질과 의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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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별성을 갖는 고부가가치의 상품 제조를 권장하면

서, 전통으로부터 현대성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가미된

창조성을 사치품의 뛰어난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 이 연

합에 소속된 패션브랜드들은 짧게는 50여년부터 길게는

168년의 역사를 가진 장수 브랜드로서 이들 브랜드의

대부분은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이너 부티크

와 여행용구의 브랜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세

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의 럭셔리 브랜드의 연합인 Altagamma는 고

급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이탈리아적인 스타일과 문

화를 제품에 반영하면서 제품의 품질, 서비스, 디자인에

있어서 타 브랜드와 차별화하려는 목표를 가진 연합이

다. 이 연합에 소속된 브랜드들은 50년에서 78년의 역사

를 가진 브랜드로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브랜드에 비해

역사가 짧고 수가 많지 않지만 뛰어난 소재사용, 가업

으로 이어지는 기술전수, 우수한 품질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글로벌 브

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제적인 명성의 영국 럭셔리 브랜드 연합인 The Wal-

pole은 고급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회사와 제품에 영

국의 전통문화를 표현하고자하며 품질, 서비스, 디자인

과 전통성에 의해 타 브랜드와 구분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럭셔리 브랜드 연합이다. 이 연합에 소속된 브랜드

들의 공통점은 100년 이상에서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장수 브랜드로서 전반적으로 남성고객을 위한 제품 그

리고 패션소품 또는 니트웨어 등을 생산하고 있다(Lee

& Park, 2007).

이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각국의 럭셔리 브랜드

연합인 Comité Colbert, Altagamma, The Walpole의 회

원 브랜드 가운데 역사가 50년 이상인 럭셔리 브랜드를

선정하여 브랜드 가입연합 소속별 분류하면 <Table 1>

과 같다.

2)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현재 패션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이

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호에 대응하기 위

하여 시장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심화된 시장세분화

환경에서는 브랜드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

다.

타 브랜드와의 차별성은 브랜드 전략적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Jung, 1999).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차별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Table 1. Classification according to brand affiliation

Organizational Group: Brand (Established Year)

Comité Colbert

(France)

Louis Vuitton S.A.: Louis Vuitton (1854), Christian Dior (1947), Celine (1945), Givenchy(1952)

Kering Group: Yves Saint Laurent (1962)

Chanel Group: Chanel (1924)

Hermès International S.A.: Hermès (1837)

Asian capital Group: Jeanne Lanvin (1889)

Family business: La Chemise Lacoste (1933), S.T.Dupont (1872)

Etc: Pierre Balmain (1945), Rochas (1925)

Altagamma

(Italy)

Louis Vuitton S.A.: Fendi, Pucci

Kering Group: Gucci (1922)

Salvatore Ferragamo Group: Ferragamo (1935)

Family business: Missoni

Etc: Brioni

The Walpole

(U.K.)

Chanel Group: Holland & Holland

Gus Group: Burberry

Compagnie Financière Richemont S.A.: Alfred Dunhill

A & G Group: Asprey

Asian capital Group: Daks (Sankyo Seiko)

Family business: Johnstons

Etc: Ede and Ravenscroft, Gieves & Hawkes, H. Huntsman & Sons, Henry Poole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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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브랜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Ahn et al.(2005)

은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제품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 인적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를 서술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으로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대 소비자들은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하는 제품의

구매보다는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혹은 상징

을 구매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전략은 비쥬얼 중심의 신

제품 개발 전략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J. Y. Kim, 2008).

이는 다양한 차별화 전략 중에서 이미지 차별화가 더욱

중요한 전략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브랜드 이미지의 정

립은 경쟁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한

다(H. S. Park, 2010).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각 분야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오히려 전혀 다른 분야와의 결

합을 통해 예전에는 얻지 못했던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

화 전략으로 택한 것 중의 하나가 예술이다. 1960년대에

등장한 팝아트로 예술의 대중화를 가져왔고 소비자들의

문화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어 소비자들의 문화적 욕구

를 간파한 패션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이용

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 제품을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럭셔리 브랜드가 대중

화되면서, 럭셔리 시장은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 커뮤니

케이션에서의 차별화 전략으로 아트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서 막대한 자본투입의 패션쇼, 아트를

이용한 광고캠페인, 아티스트와의 협업, 아트재단 설립

및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 후원, 플래그쉽 스토어나 뮤

지엄을 이용한 전시프로모션 등의 아트 마케팅을 전개

하고 있다.

2. 아트 마케팅의 개념과 유형분류

1) 아트 마케팅의 등장배경 및 개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예술은 시장경제의 틀 속

에서 발전해 나간다(Kim, 2009). 디지털 세대가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깊이 관여하는 프로슈머가 등장하고, 문

화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구매행동이 시장경제의 영향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네

트워킹이 확산되면서 문화의 저변이 넓어졌으며, 문화의

생산과 소비속도는 빨라지고 수명주기는 짧아졌다. 네트

워킹이 활성화되면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세대

(Kang, 2004)의 기호성 소비패턴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며, 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가속화되

었다. 더욱이 명품을 선호하는 젊은 소비층이 증가하고

문화소비를 위해 자신의 소득을 초과해 지출하는 트레

이딩 업(Trading Up) 현상이 확산되었다. 변화가 가속화

되고 산업 전반에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제휴가 확산

되면서 비즈니스와 예술이 서로의 영역을 차용함으로서

소비자를 공유하는 아트 마케팅이 등장하였다.

아트 마케팅이란 조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

객과의 교환관계를 상호 만족시키려는 통합된 관리 과

정(Hill et al., 2003)이며 문화 마케팅의 한 종류로서 전

시 및 공연, 기타 예술활동을 통한 마케팅을 의미한다

(Lee, 2007).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표현양

식이나 제작 마케팅 전 영역에 있어 문화 ·예술의 예술

성을 빌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예술코드를 실음으로

써 예술을 통해 브랜드를 차별화하여 인지도, 선호도, 충

성도를 높이고 경쟁우위를 지속시키려는 것이며(Yun,

2007), 예술 자체를 통해 브랜드에 생명을 불어놓고 기

존 브랜드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아트 마케팅은 상품의 예술화와 예술의 대중화가 특징

이며(Sung, 2009) 문화 ·예술을 소비촉진을 위한 환경으

로 인식하는 마케팅 패러다임으로, 기업과 문화 ·예술이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제휴를 맺음으로써 예술

성과 대중성을 공유하는 상품과 예술의 역할 전환이다.

비즈니스와 문화 ·예술이 현대 미술의 표현특성인 절충

주의를 기반으로 서로의 영역을 차용함으로써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술관을 제시하는 것이며, 상

품의 표현양식이나 홍보 전략에서 차별화된 예술성을

바탕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Kim &

Gang, 2012). 이는 현대의 소비자에게 기업이미지와 브

랜드 아이덴티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술

이라는 매체를 통한 기업의 마케팅은 가치소비에는 아

낌없이 투자하는 현대의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커뮤

니케이션 방법으로 보이며 기업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문화와 예술이 사용되는 것이 브랜드의 가치제

고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트 마케팅의 유형분류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아트 마케팅을 매개로 하여 소

비자와 지속적인 문화적 소통을 하며 예술적 이미지를

기업과 브랜드의 자산화하고 있다. 이러한 아트 마케팅

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국내 및 해외 브랜드에서 전

개되고 있다.

아트 마케팅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마케팅 믹스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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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Product), 가격(Price), 유통 (Place), 촉진(Promotion)

즉, 4P와 서비스 마케팅 개념을 빌어 사람(People), 물

리적 실체(Physical Evidence), 과정(Process)을 추가한

7P의 요소로 기업 측면에서의 아트 마케팅을 위한 마케

팅 믹스(Marketing Mix)를 구분할 수 있다(Kim et al.,

200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럭셔리 패

션브랜드들이 전개하고 있는 아트 마케팅 유형을 아트

재단(Art Foundation) 및 뮤지엄(Museum), 아트후원(Art

Sponsorship), 아트협업(Art Collaboration), 광고캠페인

(Advertising Campaign), 전시프로모션(Exhibition), 플래

그쉽 스토어(Flagship Store)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아

트재단 및 뮤지엄은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이 예술을 통

해 문화재단, 스폰서 기관, 뮤지엄 등을 설립하여 예술

과 문화영역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예술후원 활동 기관 운영을 통

해 상징적인 기관의 건축물을 보유하면서 전시장의 역

할을 하고 랜드마크로서의 시각적인 이미지 효과를 준

다. 둘째, 아트후원은 브랜드 홍보를 목표로 한 예술지

원 및 서포트 활동을 말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가 추구

하는 문화적 취향, 문화적 상징성, 그리고 브랜드의 긍

정적 이미지의 상승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동시대 예

술과 예술가가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를 준다. 셋째, 아트협업은 아티스트가 브랜

드의 파트너가 되어 제품 디자인을 브랜드 이미지에 맞

게 창조하는 것으로(Lee, 2007) 아티스트와의 협력으로

인한 예술을 통한 제품 차별화하는 형태를 말한다. 협

업을 통해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전설적인 제품을 창의

적으로 부활시키거나, 스타일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

품을 출시하는 데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 넷째, 광고캠페

인은 시즌 광고캠페인이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아트

웍으로 활용하는 유형으로 소비자에게 일관되고 반복

적인 시각적 주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커뮤니케이

션 효과를 줄 수 있다. 다섯째, 전시프로모션은 브랜드

의 예술성을 표출하기 위한 전시성격의 프로모션을 진

행하는 형태(Chevalier & Mazzalovo, 2008/2007)를 말하

며 단기간 내에 총체적인 크리에이티브를 표현하는 예

술적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여섯째, 플래그쉽 스토어는

소비접점에서 브랜드 컨셉을 예술적인 시각물 및 체험

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며 럭셔리 패션브랜드에게 있

어 브랜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와 컨셉을 극

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판매 접점에서의 고객들에

게 브랜드 체험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준다.

III.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트 마케팅 분석 및 성과

1.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트 마케팅 분석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유형고찰을 바탕으로 유

형별 대표적 사례소개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Louis Vuitton S.A.: Louis Vuitton, Christian Dior

(1) Louis Vuitton

① 아트재단 및 뮤지엄

LVMH Group은 2012년에 문화예술재단인 ‘LV 창조

재단(Foundation Louis Vuitton)’을 설립했다. 이 재단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Pritzker Prize 수상자인 건축가 프랭

크 게리(Frank O. Gehry)가 설계하여 더욱 이슈가 되었

다. LV 창조재단<Fig. 1>은 공공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서 Louis Vuitton이 축적한 자본

의 사회적 환원을 가시화하는 공공 메세나적인 재단으

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현대 미술작품을 전시

하는 미술관과 LVMH 소장품 전시갤러리와 기획 전시공

간, 그리고 특별 제작된 설치미술품 등이 배치되어 있다.

② 아트후원

LVMH는 문화재단의 건립 전까지 15년간 문화예술진

흥을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해왔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건, 대형 전시지원, 젊은 아티스트상 시행 등이 그 주

요한 활동이었다. LVMH는 베르사유 궁전과 베니스 코

레르 박물관 및 팔레 로얄 정원의 복원 사업에서부터 루

브르 박물관과 기메 박물관에 작품기증, 그리고 반 고흐

(Van Gogh), 세잔느(Cezanne), 고갱(Gauguin), 뒤뷔페(Du-

buffet), 피카소(Picasso), 마티스(Matisse) 등 주요 작가의

26개 전시지원을 실행하였다. 최근에는 이 메세나 활동

이 현대 미술로도 확장되어 젊은 현대 미술작가를 지원

Fig. 1. Fondation Louis Vuitton pour la création in Paris.

From Smith and Kubler. (2013). p. 266.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트 마케팅 성과

– 283 –

하는 상을 수여하고 있다.

③ 아트협업

Louis Vuitton은 1997년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의

영입 이후, 아트협업을 통해 신상품 시리즈 출시하는 아

트협업 마케팅을 진행하여 왔다. 그 협업 아티스트들로

는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에 이어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 스테판 스프라우스(Stephen Sp-

rouse),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Fig. 2>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제프 쿤스(Jeff Koons)와의 협업<Fig. 3>으로

명화를 가방으로 끌어들이는 ‘Masters’ 시리즈를 진행했

다(Friedman, 2017). Louis Vuitton은 이러한 현대 미술,

특히 대중성이 있는 팝아트와의 협업을 통해 럭셔리와

대중과의 간격을 좁히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상의 연속

적인 아트협업 활동의 실행을 통해, 아트협업은 Louis

Vuitton의 강력한 상품 전략으로 정착되었다.

④ 광고캠페인

Louis Vuitton은 시즌 상품을 통해 보여주는 아트협업

의 아트비주얼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커뮤니케이션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평면적인 아트비주얼을 스토리텔

링의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협업작품에 대한 설득과 판

타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캠

페인 동영상, 홈페이지, 광고, 시즌 비주얼, 출판물 등을

활용해 통합적인 채널로 소비자에게 노출함으로써 효과

를 높이게 된다.

예를 들어, Louis Vuitton과 무라카미와의 협업을 통

한 제품이 출시될 때 Louis Vuitton은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와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웹

과 모바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래피티

아티스트 스테판 스프라우스 작품과의 협업에서는 80년

대 스트리트 컬처가 가장 화려했던 시대를 조명하면서

이 무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별도의 웹 사

이트로 구축하여 제공하였다.

⑤ 전시프로모션

Louis Vuitton은 다양한 장소를 대여하여 전시프로모

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이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 ‘Louis Vuitton France Pavilion’ 전,

2012년 파리 장식미술박물관에서 ‘Louis Vuitton-Marc

Jacob’ 전, 2016년 Louis Vuitton의 도쿄 키오이초 호텔에

서 큐레이터 올리비에 사이아르(Olivier Saillard)가 진행

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전시를 개최하였다.

국내에서는 2015년 광화문 D타워에서 디자이너 니콜

라스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ere)의 2015년 S/S 컬

렉션을 준비하면서 받은 영감을 총 9개의 테마별 갤러

리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Louis Vuitton의 아카이브와 노

하우를 재현한 장인정신공간도 마련했다. 최근 2017년

DDP에서도 2016년 키오이초 전시와 같은 주제의 전시

를 통해 장인정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패

션제품이 자동화된 기술을 통해 대량제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는 통념에 불과하다. Dallabona(as cited in

Hancock II et al., 2014)는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자신들

이 파는 물건에 가치를 더하는 수단으로써, 장인의 솜씨

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Hancock II

et al., 2014). 또한 Marion(as cited in Assouly & Bergé,

2005)은 럭셔리 브랜드 제조회사의 ‘희소성 연출’에 관

해 말하면서 Louis Vuitton의 제품이 수제품이라고 묘사

할 경우 이런 연출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Lo-

uis Vuitton의 예술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자신의 활동

이 상업적 차원을 가리는데 도움을 주며, 그들의 제품이

단순한 상품과 다른, 예술작품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고 하였다(Armitage & Roberts, 2016). 최근 Louis Vui-

tton은 영국의 일간지『가디언지(The Guardian)』에 따르

면 루마니아의 ‘소마레스트’ 공장에서 거의 완성된 신발,

구두제품에 밑창만 붙이고 원산지를 ‘메이드 인 이탈리

아’로 표시한 뒤 세계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Kim &

Kim, 2017). Louis Vuitton은 대중적인 럭셔리를 지향하

면서 중산층을 공략하여 ‘장인정신’ 대신 비용절감으로

인한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2) Christian Dior

① 아트재단 및 뮤지엄

디올 뮤지엄(Musee Christian Dior de Graville)<Fig.

4>은 1997년 개관하였다. 뮤지엄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쿠튀리에(Couturier)에게 헌사한 뮤지엄’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디올 뮤지엄 건물은 Christian Dior의 유년기 생

가로, 정원과 3층 건물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

Fig. 2. Louis Vuitton & 

Yayoi Kusama (2012).

From Smith and Kubler.

(2013). p. 126.

Fig. 3. Louis Vuitton & 

Jeff Koons (2017).

From Friedman. (2017).

https://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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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프랑스 북부 그랑빌(Granville) 위치해 있다. 2010년

‘The Dior Grand Ball’ 전시회<Fig. 5>를 개최하여 브랜

드 아카이브를 보여주기도 했다.

② 아트후원 및 아트협업

Dior은 중국 로컬 마케팅의 일환으로 아트스폰서쉽

전시회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모션은 Christian

Dior이 중국의 주요 현대 미술작가들 22명에게 Christian

Dior에 관련된 작품제작을 지원하고 작가들의 작품들을

베이징 율렌드 센터(UCCA: Ullens Center for Contem-

porary Art Beijing)에 전시하는 프로젝트였다. 아트후원

과 아트협업이 결합된 이 작업은 중국 현대미술이 세계

적 주목을 받았던 시기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일례

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몇 작가들은 Christian

Dior의 고유적 상징이나 취향을 반영해 보여주었고, 어

떤 작가들은 럭셔리와 자본주의가 가지는 사회적 비판

을 주제로 하였다(M. R. Kim, 2008). 이는 자본주의의 절

정 안에서 사유하는 중국 현대 미술의 시대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브랜드에 대한 칭송과 비

평을 아티스트로 하여금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 것은

현대 미술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브랜드의 의도이기

도 하다.

③ 전시프로모션

1996년 The Met에서 리차드 마틴(Richard Martin)이

큐레이팅한 ‘Christian Dior’를 시작으로, 2006년 시카고

역사박물관에서의 ‘Dior: The New Look’ 전, 2011년 모

스코바 푸쉬킨미술관에서의 ‘Inspiration to Dior’ 전, 같

은 해 아트와 패션의 결합을 목적으로 상하이 현대미술

관에서의 ‘Lady Dior as Seen by’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

후 2013년 파리 Grand Palais에서 ‘Esprit Dior, Miss Dior’

전시회 그리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파리 장

식미술박물관에서 ‘Christian Dior, Couturier du reve’ 전

시회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된 2015년 ‘Esprit Dior’ 전시는 Dior의

명성과 비결을 총 10가지 디자인 테마로 나누어 보여주

는 전시였다. 한국의 주요 아티스트 6명의 작품을 통해

Dior의 정신을 예술화하는 전략을 표하고 있다.

④ 플래그쉽 스토어

Dior은 2007 S/S 컬렉션을 2007년 도쿄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japonism by

John Galliano’ 전시로 연결하면서 플래그쉽 스토어를

전시공간으로서 활용했다. 국내 디올 플래그쉽 스토어

매장 내 갤러리에서는 2016년 하우스의 아이콘인 디올

레이디에 대한 예술가들의 헌사를 보여주는 ‘Lady Dior

as Seen by Seoul’ 전을 비롯하여 ‘Dior Colors’를 주제로

디올 메이크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

했다.

2) Kering Group: Gucci, Balenciaga, Yves Saint Lau-

rent

(1) Gucci

① 아트재단 및 뮤지엄

Kering Group은 1993년 설립된 아트컬렉터인 프랑수

아 피노재단(Francois Pinault Foundation)의 팔라초 그라

시 미술관(Palazzo Grassi), 푼타 델라 도가나 컨템포러리

뮤지엄(Punta della Dogana)과 뮤제오 구찌(Museo Gu-

cci)가 있다. 2019년에는 상업거래소 건물을 개조하여 파

리 중심부에 미술관 오픈을 앞두고 있다(Hong, 2017).

Fig. 4. Musee Christian Dior de Graville.

From Yeom. (2012). p. 41.

Fig. 5. ‘The Dior Grand Ball’ (2010).

From Yeom. (2012).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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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건물이었던 푼타 델라 도가나 컨템포러리 뮤지엄

은 일본 건축가 안도 타다오(Ando Tadao)에 의해 리뉴

얼되어 2009년 새롭게 오픈한 뮤지엄으로 21세기를 대

표할 현대미술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뮤제오 구찌<Fig.

6>는 2011년 피렌체 Gucci 하우스 탄생 90주년을 기념

하며 공식 오픈했다. 뮤제오 구찌에는 하우스의 풍부한

아카이브는 수십 년간 보존되고 증대되어 영구 전시실

에 자리잡았고, 피노재단과 합작해 선별한 예술가들의

현대 미술작품들을 특별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다. 뮤제

오 구찌는 브랜드 아카이브와 예술작품을 혼합하여 전

시하여, Gucci 브랜드를 예술에 연결시켰다(Fig. 7).

② 아트후원

Gucci는 2006년 베니스 영화제의 공식 스폰서를 시작

으로 Gucci Award를 창설하여, 새롭게 영화계에 입문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 아티스트들의 공을 인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문화 ·예술메세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Aw-

ard는 베니스 영화제 기간 중 수여되고 있는데, 2007년에

는 이창동 감독이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부장관과 작

가 등으로서 영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

받아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③ 전시프로모션 및 플래그쉽 스토어

Gucci는 국내에서 2011년부터 매년 아티잔코너(Arti-

san Corner)를 선보여 이탈리아 피렌체의 제품 공장을 현

장 그대로 옮겨온 듯한 작업공간에서 Gucci의 아이콘 제

품들의 제작 과정을 선보였다. 2012년 ‘Flora Archive’ 전

시회<Fig. 8>에서는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를 위해

디자인된 실크 플로라 스카프부터 2013년 리조트 컬렉

션의 플로라 제품을 선보이면서, 스카프를 수작업으로

만드는 장인들을 초청해 제작 과정을 공개하는 실크 아

티잔코너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작 과

정을 형상화하여 창조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D'Arienzo, 2016).

(2) Balenciaga

① 아트재단 및 뮤지엄

고향 스페인 게타리아(Guetaria)에 크리스토발 발렌시

아가 뮤지엄(Cristóbal Balenciaga Museoa)이 2011년에

는 개관하였다(Fig. 9). 뮤지엄은 하우스 아카이브가 아

닌 고객기증으로 실현되었는데, 발렌시아가와 친분이

두터웠던 지방시(Givenchy)가 십 여 년 동안 그 지역 Ba-

lenciaga 쿠튀르 고객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② 전시프로모션

발렌시아가 사후 1976년 The Met의 다이애나 브릴랜드

(Diana Vreeland)에 의한 ‘The World of Balenciaga’ 전시

회를 시작으로 1985년 프랑스 리옹의 티소박물관 ‘His-

tory Textile Museum’ 전, 1986년 뉴욕 FIT 추모전, 2006년

프랑스의 국립장식미술박물관에서 열린 ‘Balenciaga Pa-

ris’ 전, 2012년 갈리에라 의상장식박물관에서의 ‘Cris-

tóbal Balenciaga: Collectionneur des modes’ 전, 2017년

V&A의 ‘Balenciaga: Shaping Fashion’ 전 등 크리스토발

Fig. 6. Gucci Museo.

From 구찌 가든 [Gucci Garden]. (2018). https://www.gucci.com

Fig. 7. The Logomania thematic gallery.

From Smith and Kubler. (2013). p. 300.

Fig. 8. Flagship store, Seoul_‘Flora Archive’ (2012).

From Kim. (2012).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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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의 디자인 유산은 그의

사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회고전을 통해 예술전

시의 형태로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이어지고 있다.

(3) Yves Saint Laurent

① 아트재단 및 뮤지엄

1983년 Yves Saint Laurent 하우스는 당시 디자이너로

는 처음으로 The Met에서 회고전을 가졌는데 당시에는

아카빙의 필요성을 몰라, 하우스에서 제공한 드레스는

단 한 벌뿐이었다고 한다. 박물관 소장품과 미국인 고객

들의 기증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는 2002년 ‘피에르 베르

제-이브 생 로랑 재단(Pierre Berge-Yves Saint Laurent Fo-

undation)’<Fig. 10>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Menkes, 2011).

재단을 통해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후원하고 전

시하면서 패션과 예술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브 생 로랑 뮤지엄(Musee YSL Paris)은 프랑스의 파

리, 모로코의 마라케시<Fig. 11>에 2017년 10월에 리뉴

베이션 후 차례로 오픈했다. 개관전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업적을 기리는 ‘Museé Yves Saint Lau-

rent’ 전시로 쿠튀르 드레스와 액세서리, 디자인 스케치

등 방대한 양의 소장품이 전시가 되었다.

② 광고캠페인

Yves Saint Laurent의 마케팅은 문화후광을 활용하는

광고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특징을 보인다. 레

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 디에

고 벨라즈퀘즈(Diego Velàzquez)의 <거울 속의 비너스>

<Fig. 12> 마네(Manet)의 <풀밭위의 식사><Fig. 13> 등

의 명화 컨셉을 활용한 광고시리즈는 고전성을 추구하

는 브랜드의 정체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또

한 프랑스 ‘파리’라는 원산지의 후광효과를 꾀하는 광고

마케팅을 활용하여 문화와 예술의 이미지를 추구한다.

③ 전시프로모션

Yves Saint Laurent은 1983년 The Met의 다이애나 브

릴랜드의 큐레이팅에 의한 ‘Yves Saint Laurent: 25 Years

of Design’ 전을 시작으로 뮤지엄 및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왔다. 2008년 캐나다 몬트리올박물관에서 ‘Yves Saint

Laurent Style’ 전, 2010년 런던 Barbican Art Gallery에서

‘Yves Saint Laurent’ 전, 같은 해 파리 Petit Palais에서

‘이브생로랑 회고전’을 개최했다. 2011년에는 마드리드

의 마프레 재단(Fundacion Mapfre) 미술관에서 Yves Sa-

int Laurent의 40주년 기념전, 2015년 ‘Yves Saint Laurent

+ Halston: Fashioning the 70s’ FIT 특별전이 개최되었

는데 이 전시는 이브 생 로랑 뮤지엄이 소장한 작품들로

만 구성되어 있었다. 최근 2016년 시애틀 아트뮤지엄에

Fig. 9. Cristóbal Balenciaga Museoa.

From How to get here. (2011).

http://www.cristobalbalenciagamuseoa.com

Fig. 10. Pierre Berge-Yves Saint Laurent Foundation.

From The Musée Yves Saint Laurent Paris exhibits

the couturier’s body of work on the legendary premises

of his former haute couture house. (2017).

https://museeyslparis.com

Fig. 11. Marrakesh Museum.

From Yang. (2017). http://mdesign.designhouse.co.kr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트 마케팅 성과

– 287 –

서 ‘Yves Saint Laurent: The perfection of style’ 전 등 다

양한 지역과 뮤지엄 및 미술관을 포함한 장소에서 전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제

고해왔다.

3) Prada S.p.A.: Prada

(1) 아트재단 및 뮤지엄과 아트후원

미우치아 프라다(Miuchia Prada)는 그녀의 남편 파트

리치오 베르텔리(Patrizio Bertelli)와 함께 근 ·현대 미술

작품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는 컬렉터이기도 하다. Prada

의 문화재단은 프라다의 현대 예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

에서 출발했다. 그 시작은 밀라노에서 열린 현대예술전

시회 ‘Milano Arte Project’였으며, 2년 정비 기간을 거쳐

1993년 밀라노의 현대 예술을 후원하는 비영리단체 재

단인 ‘폰다지오네 프라다(Fondazione Prada)’로 발전하

였다(Fig. 14). 큐레이터이자 미술비평가인 제르마노 첼

란트(Germano Celant)를 디렉터로 영입하여 재단은 규모

와 비판적 명성이 커졌으며 건축, 디자인 및 영화, 심지

어 과학분야의 프로젝트 스폰서쉽을 포함하여 그 권한

을 확대했다(Smith & Kubler, 2013).

프라다 재단은 일찍이 1993년부터 회화, 사진, 영화,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후

원하기 시작했으며 댄 플래빈(Dan Flavin), 마크 퀸(Marc

Quinn), 톰 프리드먼(Tom Friedman), 나탈리 뒤버그(Na-

thalie Djurberg) 등의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각종 전시회

를 기획해왔다. 이 경험들이 현재에 이르러 대규모의 설

치 예술작품이나 건축물을 기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프라다 재단은 이후 사회와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예

술가들과 사회의 지원범위를 넓혀갔다. 프라다 재단의

지원범위는 20~21세기 예술작품 전시, 철학컨퍼런스, 영

화를 기본적인 재단의 활동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

이 예술의 특징이며, Prada가 럭셔리 브랜드만이 아니라

Fig. 12. ‘Venus at her Mirror’ Campaign.

From Jeon. (2008). p. 287.

Fig. 13. ‘Luncheon on the Grass’ Campaign.

From K. Kim. (2010). p. 96.

Fig. 14. Fondazione Prada.

From Smith and Kubler. (2013). pp. 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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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브랜드로 사회적인 영향을 주고

자 예술을 후원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Park, 2016). 이

재단에서는 매년 2회 세계적인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들을 후원하기 위한 카탈로그와 비디오 리

코딩 등의 관련 자료를 제작한다(Fig. 15).

(2) 아트협업

Prada는 아트와 디자인, 건축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

와의 협업을 이루었다. 특히, 건축가 램 쿨하스(Rem Kool-

haas)와의 플래그쉽 샵 협업은 오늘날까지도 파트너쉽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Prada는 아티스트와 공동 작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티스트 제임스 진(James

Jean)과 아트웨어를 출시하였고, 미국 텍사스에 설치한

Prada Marfa는 아티스트 마이클 엘름그린(Michael Elm-

green)과 잉가 드래그셋(Ingar Dragset)이 협업하였다. 바

젤 아트페어 기간에 헤어조그 앤 드 뮤론(Herzoq & de

Meuron)의 인테리어로 새로운 개념의 임시 부티크 공간

을 오픈하는가 하면, 2005 F/W 시즌에는 독일, 일본, 미

국 등 세계 각지의 젊고 재능 있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과 함께 ‘Unspoken Dialogue’라는 티셔츠를 제작했다. 더

불어, 예술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화 제작까지 이어져 프

라다 에피센터에서는 환상과 몽환적인 세계를 해당 시즌

콜렉션의 패션과 함께 담은 단편 애니메이션 ‘Trembled

Blossoms’ 시사회를 갖기도 했다(“Prada Transformer”,

2009).

(3) 전시프로모션 및 플래그쉽 스토어

‘Waist Down-Skirts’ 전시는 2004~2005년 일본 도쿄

아오야마 지역에 위치한 프라다 에피센터에서 개최 이

후 두 번째 전시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

에는 뉴욕 소호 지역의 에피센터로 장소를 옮겼다가

<Fig. 16> 다시 로데오 드라이브에 위치한 비버리 힐즈

에피센터로 이동되어 전시되었다. 전시는 매번 독특한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장소에 맞추어 개최되고 도시의

문화와 더불어 전시장소에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활동

과 특성을 융합하여 진행된다.

건축과 패션이라는 분야를 결합하여, 건축가 램 쿨하

스와 헤어조그 앤 드 뮤론을 내세워 그들만의 독특한 스

타일로 협업하여 매장을 디자인하고 있는 Prada는 건축

물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쇼핑을 하

나의 문화로 해석하기 위해 2000년 초부터 ‘Epicenter’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Prada는 도

시 안에 새로운 거대한 예술작품을 설치함과 동시에 소

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뉴욕, 로스엔젤레스와 도쿄에 있는 Prada의 플래그쉽

스토어는 기존의 단순한 쇼핑장소라는 개념을 초월하

여 공공의 공간과 문화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성공

적으로 접목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 뉴욕

소호의 옛 구겐하임 미술관 자리에 오픈한 프라다의 플

래그쉽 스토어는 패션 ·아트 ·건축에서 상징적인 의미

를 갖는다. Prada는 단순한 쇼핑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의 상징적 장소로 기억될 수 있는, 갤러리 형태로 표현

된 프라다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제품들은 공간 특유

의 분위기와 함께 예술품처럼 진열되고 사람들은 마치

예술품을 보듯 제품을 구성하고 구매하게 된다. 상업공

간을 예술공간으로 변화시킨 이러한 전략은 그 후 많은

브랜드들에게 벤치마킹되었다(“Prada Transformer”, 2009).

4) Hermès International S.A.: Hermès

(1) 아트재단 및 뮤지엄 & 아트후원

에르메스 재단(Fondation d’entreprise Hermès)은 2008년

설립되었으며(Kang, 2007) 에르메스 재단의 대표적인 프

로그램으로는 Hermès의 전통성에 부합하는 장인정신에

대한 계승 및 장려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장인들을 소개하면서, 장인정신의 계승을 위한 홍

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마스터 발굴을 위한 프로그

램도 진행하고 있다(D'Arienzo, 2016). 또한, 현대 디자

인과 현대 미술 그리고 공연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후원을 하고 있다.

미술상 후원으로는 에르메스 재단의 현대 미술과 한국

문화를 후원하는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과 세계 신진 디

자이너의 참신한 재능을 발굴하는 Prix Emile Hermès 미

술상을 후원하고 있다(Smith & Kubler, 2013). 에르메스

Fig. 15. Carsten Holler's

‘Giant Mushroom Upside down’ (2000).

From Kim. (2011).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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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미술상은 미술후원 프로그램으로 2000년을 시작으

로 올해까지 이 상에 참여한 수상 작가 및 후보 작가만

해도 30명 이상으로 한국 동시대 미술현장에 많은 화제

를 낳으며 영국의 터너프라이즈나 프랑스의 프리마르

셀뒤샹, 미국의 휴고보스상처럼 국내에서는 차별화되는

위상을 구축했다.

(2) 아트협업과 광고캠페인

럭셔리 업계는 매출의 확장을 위해 접근 가능한 가격

대의 진입상품을 통한 전략과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Hermès 또한 예전부터 세계적인 프랑스 아티

스트인 다니엘 뷔랑(Daniel Buren)과의 협업을 통해 스

카프 한정상품을 출시하고<Fig. 17.> 이를 VIP 파티로

연결시켰다. 이 스카프를 젊은 세대에 어필하기 위한 커

뮤니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는데, 스카프의 디자인을 다양

화하고 스타일을 전파하는 캠페인을 위하여 소셜 네트

워킹 문화와 비주얼 감각을 반영한 별도의 웹 사이트를

런칭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인 에르윈 웜(Er-

win Wurm)의 조각술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매장 내 작품

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협업하였다(Smith & Kubler, 2013)

(Fig. 18).

(3) 전시프로모션과 플래그쉽 스토어

Hermès는 플래그쉽 스토어 안에 전시공간과 뮤지엄을

설치함으로써 매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격상시켰다.

2006년 개장한 서울 Atelier Hermès<Fig. 19>에서는 시

즌마다 다양한 아티스트의 전시가 열리고, 에르메스 뮤

지엄(Hermès Museum)<Fig. 20>에서는 Hermès의 역사

적 제품을 예술작품과 같이 진열해 놓았다. Atelier Her-

mès는 외부적으로는 윈도우 갤러리를, 내부적으로는 뮤

지엄과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Atelier Hermès는 현대 미술전시공간으로서 상

시로 전시진행하면서 매장을 단순히 쇼핑을 위한 장소

가 아닌 예술적 공간으로 격상시켰다. 이 쇼윈도는 마치

갤러리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브랜드의 윈도

우 갤러리 역할을 하고 그 윈도우를 바라보는 행인으로

하여금 미술작품의 관람자가 되게 한다. 이로써 Hermès

의 대형매장은 상품 판매와 함께 고객 예술체험과 가치

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아트이벤트를

화려한 행사로 보여주기보다는 고객에게 하여금 매장이

늘 예술과 함께 하는 공간과 같이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

Fig. 16. Tokyo (2005), New York Soho (2006), Los Angeles (2007) Epicenter_‘Waist Down-Skirts’.

From S. J. Kim. (2010). p. 58.

Fig. 18. Erwin Wurm's collaboration (2008).

From Smith and Kubler. (2013). p. 151.

Fig. 17. Daniel Buren's collaboration (2008).

From Kim. (2011).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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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lvatore Ferragamo Group: Ferragamo

(1) 아트재단 및 뮤지엄

살바토레 페라가모 뮤지엄(Museo Salvatore Ferraga-

mo; MSF)은 1995년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

gamo)의 가족들에 의해서 페라가모 가문과 Salvatore Fer-

ragamo 디자인을 알리고자 설립되었다(Fig. 21). MSF는

Salvatore Ferragamo 브랜드의 역사를 비롯해 창립자인

페라가모의 일생과 그의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

해 기획되었으며, 페라가모의 작품들을 통해 신발의 예

술적 가치와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구두 제작

을 미학적 완벽성과 기능을 결합한 하나의 예술로서 동

경한 Salvatore Ferragamo 브랜드만의 특별한 예술재능

을 소개하고 있다(Ko, 2009). 2010년에는 Salvatore Fer-

ragamo 고객이기도 한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와 페

라가모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Greta Garbo: The My-

stery of Style’ 전시회를 열어 토털 패션브랜드로 확립

된 Salvatore Ferragamo 브랜드의 입지를 재조명하였다.

(2) 아트협업

페라가모는 과거 및 동시대의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

로부터 영감과 자극을 얻었고 그들과 협업을 했던 것으

로 유명하다(Jeon, 2008). 페라가모는 항상 패션과 문화

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청년 시절 미

국 캘리포니아에 살던 1920년대부터 이 두 세계가 역사

적, 연구적, 창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하였고 그의 인

생에서 가장 저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들로부터 영감

을 받았으며 종종 그들의 직접적으로 협업을 진행하였

다. 1930년, 미래주의 화가인 루치오 벤나(Lucio Venna)

와의 협업으로 광고와 라벨을 제작하고, 2012년 지아니

불가리(Gianni Bulgari)와의 협업에서 페레가모 쥬얼리

콜렉션 데뷔를 기념하여 루치오 벤나의 페레가모 로고

디자인의 영감을 담아 재생산된 퓨쳐리스타 라인(Futu-

rista Line) 주얼리를 생산해내었다(Chung & Han, 2013).

(3) 전시프로모션

Salvatore Ferragamo는 2008년 중국 상하이 Moca에서

80주년 기념 전시회인 ‘Evolving Legend’ 전이 개최되었

다(Fig. 22). 2005년 개관한 Moca는 디자인에 집중하는

최초의 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스테파니아 리치(Stefania Ricci)는 각각의 신발이 역사

Fig. 19. Atelier Hermes.

From Kim. (2011). p. 67.

Fig. 20. Hermes Museum.

From Kim. (2011). p. 68.

Fig. 21. Museo Salvatore Ferragamo.

From Yeom. (2012). p. 51.

Fig. 22. Moca_‘Evolving Legend’ (2008).

From Ko. (2009).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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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표하는 아트워크라고 단언했고 Moca의 큐레이터

빅토리아 루(Victoria Lu)는 예술과 디자인이 한 지붕 아

래 자리한 전시라고 표현하면서 아트란 그림과 옷만이

예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시장에는 Salvatore Ferra-

gamo의 전설 같은 스토리를 담은 ‘기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과 핸드백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시연하는 장

인정신, 미국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80년 전부터 당시

영화 촬영 및 실제로 착용하던 구두의 모델, 가방 등이

전시되었고, 전시장 안쪽은 가방, 구두 제작에 필요한 구

두, 가죽재료, 안감, 구두굽, 스케치 도안 등이 전시되었

다(Ko, 2009).

6) Giorgio Armani S.p.A.: Armani

(1) 아트재단 및 뮤지엄

Armani는 2015년 ‘아르마니 사일로(Armani Silos)’ 이

름으로 50년대부터 사용된 곡물 저장소를 재단장한 패

션뮤지엄을 개관했다(Fig. 23). 40주년 기념 행사 겸 뮤

지엄 오픈 전시<Fig. 24>는 네 가지 주제로 분류된 600벌

의 옷과 200개의 소품으로 구성되었다. 다이안 키튼(Di-

ane Keaton)이 <애니 홀>로 오스카상을 수상할 때 입은

재킷, 리처드 기어(Richard Tiffany Gere)가 <아메리칸 지

골로>에서 입은 1980년 봄 컬렉션의 재킷과 팬츠, <카지

노>로 1996년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샤론 스톤(Sharon

Stone)의 드레스 등이 전시되고 또 하이테크 시대에 걸맞

게 디지털 아카이브 및 그의 스케치, 테크니컬 드로잉,

패브릭 전시도 있었다. 최근 뮤지엄에서는 2016년에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컬렉션을 대신해서 ‘Emotions of the

Athletic Body’ 전시로 대체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② 전시프로모션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는 패션디자이너로

서 최초로 2000년 ‘Giorgio Armani Exhibition’을 개최하

였다. 이 전시회는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을 시작

하여 로마, 베를린, 런던, 도쿄, 상하이를 거쳐 밀라노 트

리엔날레에서 막을 내렸다. 이 전시회에서 아르마니는 자

신만의 고유한 커리어를 쌓아오며 영화 장르에서도 크리

에이터와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준 인물로 묘사되었으며, 600여 점에 이르는 아

르마니 의상과 오리지널 드로잉, 아르마니의 30여 년의

커리어와 사상을 담은 동영상 등이 전시되었다. 2003년

에는 The Royal Academy에서 ‘Giorgio Armani: A Retro-

spective’ 전시회를 가지는 등 아르마니는 간결한 실루엣,

절제된 미의식, 섬세한 장인정신을 전달함으로써 전시회

를 브랜드 프로모션에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7) Compagnie Financière Richemont S.A.: Cartier

(1) 아트재단 및 뮤지엄

Cartier 회장이자 현대미술재단 설립자인 알랭 도미니

크 페랭(Alain Dominique Perrin)은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의 설계를 맡겨 1984년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Fondation Cartier pour I' art contemporain)을 설립했다

(Fig. 25). 재단 공식 사이트에서는 1984년 이래로 까르

띠에 현대미술재단은 현대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장을

제공하고 설립 초기부터 가장 현대적인 창작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문화 ·예술후원 활동의 역사에 있어서, 현대 예

술을 장려하는 최초의 재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까르띠

에 재단 뮤지엄은 보석류 및 시계를 비롯한 장신구, 화

병, 조형물 등을 포함한 1,200종류의 소장품을 보유하

고 있으며 전시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실용성이

Fig. 23. Armani Silos.

From Visite guidate. (2015). https://www.armanisilos.com

Fig. 24. Star Section Exhibition (2015).

From Visite guidate. (2015). https://www.armanisil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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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된 공예의 화려함과 함께 장인정신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2) 아트후원 및 전시프로모션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설립자의 강력한 지원의지

로 설립된 기업의 예술지원재단으로서, 설립자의 지원철

학이 현재 재단의 정책과 운영에 반영되었다. 재단의 전

시지원 방향은 전시할 작품이 동시대의 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예술을 시도해야한다는 것과 현존하는 작가만

으로 전시한다는 것이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

tier),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폴 스미스(Paul Smith)

와 같은 패션디자이너의 전시를 포함하고, 2008년에는

프랑스 현대 조각가 세자르(Cesar)의 10주기 기념 회고

전 등이 진행되었고, 2010년에는 애니메이션 필름과 설

치작품을 통해 메세지를 전달하는 일본 현대 미술작가

타바이모(Tabaimo)의 전시와, 비디오 작품과 혼합 미디

어 설치작품으로 유명한 미국 아티스트 게리 힐(Gary

Hill)의 전시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연중 내내 테마별

전시회 또는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대예술을 중

심으로 하는 주간 모임인 ‘Soirees Nomade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이 역사적인 기록들에 대해 출

판물을 남기고,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구매를 통해 컬렉

션을 늘려감으로써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지를 보

이고 있다(Kim, 2011).

이상의 럭셔리 패션브랜드 10개의 아트 마케팅 사례

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의 아트 마케팅 성과

기업 측면에서의 아트 마케팅은 기업의 감성 마케팅

전략으로 오리지널만이 주는 아우라(Aura)의 가치를 자

신의 브랜드에 전이시켜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방

법으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궁극적으로는 부가

가치의 창출을 통한 매출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마

케팅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아트 인 퓨전(Art

in Fusion)이라는 개념의 아트 마케팅으로 설명할 수 있

으며 헤브그트와 페트릭(Hagtvedt & Patrick, 2008)의 연

구를 통해 제품 및 광고를 통해 포괄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들은 ‘예술과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만나면 예상

치 못했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마케팅 활동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보았으며 연구를 통해 이러한 효과

를 증명했다(Shin 2013).

아트의 사용이 소비자들에게 미적 즐거움을 제공하여

높은 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공통적인 연구결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예술작품을 통한 후광효과

와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소비자의 긍정

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Leem, 2012). 기

업은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독특한 즐거운 경험을 제

공함으로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를 높일 수 있어

쉽게 모방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차별적인 제품 인지도

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 아트 마케팅 성과를 III장

에서 살펴본 아트 마케팅의 유형별 사례분석을 바탕으

로 4가지로 요약하면 <Fig 26>과 같다.

첫째, 럭셔리 패션기업에서 마케팅을 위한 문화 ·예술

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미지 차별화 및 제고를 통해 기

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기업에서 기술과 능력의 전

달은 예술단체들과 기업의 매니저에게는 막대한 효과를

가지며 일반인들이 기업을 존경하는 정도를 가능한 최

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긍정적 이미지 획득

을 물론 기업활동이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일으

키는 아트 마케팅의 유형은 아트재단 및 뮤지엄, 아트후

원, 아트협업, 전시프로모션 유형이 해당된다.

둘째, 제품 가치 상승 및 판매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아트 스폰서쉽이 가능한 제

품,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직접적 수익 증대가 가능하

다는 것으로 제품과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후원

된 행사는 드러나지 않는 판촉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비

록 후원된 행사를 개척하기 위한 직접적 연결의 고리가

부족한 상품을 만드는 기업의 경우에도 예술과의 연계

가 소위 계몽주의적인 기업이미지를 알릴 기회가 된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일으키는 아트 마케팅의 유형은 아트

협업, 광고캠페인 유형이 해당된다.

Fig. 25. Fondation Cartier pour

I'art contemporain, Pairs.

From Lee. (2012).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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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art marketing types of luxury fashion brands

Type of Art Marketing Key Examples by Brand

Type 1. Art Foundation & Museum

_Establishing art foundation and museums

Foundation Louis Vuitton & Museum

Musee Christian Dior

Pinault Foundation & Gucci Museo

Christóbal Balenciaga Museoa

Foundation Pierre Berge-Yves Saint Laurent & Musee YSL Paris

Fondazione Prada & Museum

Foundaion d'entreprise Hermès & Museum

Museo Salvatore Ferragamo

Armani Silos

Fou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 Museum

Type 2. Art Sponsorship

_Establishing art prizes and supporting art competitions

Louis Vuitton (Cultural Art Support Activities)

Christian Dior (Promoting Art Sponsorship Exhibition)

Gucci (Official Films Festival)

Prada Support for exhibition of contemporary)

Hermès (Contemporary Art/Design Awards, Exhibition)

Cartier (Support for exhibitions reflecting philosophy of support)

Type 3. Art Collaboration

_Collaboration with artists

Louis Vuitton (Art collaboration)

Christian Dior( Collaboration with artist)

Prada (Art, Design Collaboration)

Ferragamo (Collaboration with artists)

Type 4. Advertising Campaign

_Direct use of art work

Louis Vuitton (Produce videos, cartoons, animations, etc.)

Yves Saint Laurent (Advertising using art works)

Prada (Season Visual Planning)

Hermès (Lookbook, website, scarf tipping marketing)

Ferragamo (Production of promotional materials using Hollywood actors)

Type 5. Exhibition

_Cultural enterprise image construction

using art museum/exhibition

Louis Vuitton (Opening of large store exhibition type)

Christian Dior (Opening of large store exhibition type)

Yves Saint Laurent (Exhibition using museum and art museum)

Balenciaga (Exhibition using art museum)

Prada (Prada Transformers Exhibition Branding)

Hermès (Atelier Hermes exhibition space in large store)

Ferragamo (Exhibition using art museum and museum)

Armani (Exhibition using art museum and museum)

Type 6. Flagship Store

_Experience space using art and culture

Louis Vuitton (Art Collaboration Launch Ceremony Opening Party)

Christian Dior (Exhibition using flagship store)

Gucci (Exhibit Archive using Flagship Store)

Prada (Suggestion of total emotional experience of sense)

Hermès (Museum, Gallery, Window Gallery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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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의 PR 및 홍보로 인한 시장성을 증대시켜

준다. 이는 간접적 효과로서 아트 마케팅은 이미지가 좋

지 않은 회사가 좋은 이미지를 얻거나 일반적인 기업이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 외에도 일

반적으로 행하는 예술에 대한 투자는 인지도가 낮은 브

랜드가 틈새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기업의 인지도를 알릴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궁극적인 이윤 창출에 있어 유리

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아트 마케팅을 개발 및 전개하여 선호도와 방문횟수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일으키는 아

트 마케팅의 유형은 광고캠페인, 전시프로모션 유형이

해당된다.

넷째, 문화 ·예술적 충족을 주고 경험을 주는 장소 제

공을 통한 고객만족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뮤지엄이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의 미술전시를 통해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며 내부적으로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외부적으

로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하는 요소가 된다.

기업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공모전을 개최하는 미술상

제정의 방법은 문화기업의 이미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내외부 고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

케팅 방법이다. 또한 미술작품을 활용한 아트 마케팅의

경우 고급스러움을 원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써 고객의 자부심을 높이고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기업

문화 구축에 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일으키는 아

트 마케팅의 유형은 아트재단 및 뮤지엄, 전시프로모션,

플래그쉽 스토어 유형이 해당된다.

IV. 결 론

현재 대부분의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메종브랜드(Mai-

son Brand)에서 출발한 만큼 크래프트맨쉽(Craftsmanship)

을 기반으로 클래식한 부분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대적 스타일과 감각을 위해 매 시즌 새로운 아이디어

와 디자인을 위해 접근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 자본력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의 다양한 영역

들에 대한 협력과 후원 및 전시를 통해 예술적 가치가 느

껴지는 수준의 창의적 디자인을 선보이고, 동시대의 문

화적 흐름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패션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문화 ·예술적 이미지’가 접목된 제품이나 마케팅은 매

출 향상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제

고시키는 효과를 함께 창출하며, 브랜드의 신뢰를 일으

키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타 브랜드와는 다른 차별성을

부여한다. 특히 패션디자인 측면에서 함께 보여질 경우,

패션브랜드로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게 되며

직접적인 매출로도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

문화 ·예술을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아트 마케팅에 활

Fig. 26. Results of ar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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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21세기의 특징

적인 문화현상으로, 력셔리 패션브랜드들도 아트재단 및

뮤지엄, 아트후원, 아트협업, 광고캠페인, 전시프로모션,

플래그쉽 스토어 등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

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 ·예술을 활용한 대표적 럭

셔리 패션브랜드를 살펴봄에 있어, 문화 ·예술이 브랜드

의 철학과 역사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순수예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예술재단 및 뮤지엄을 통해 장

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Louis Vuitton

S.A., Kering Group, Prada S.p.A., Hermès International

S.A., Salvatore Ferragamo Group, Giorgio Armani S.p.A.,

Compagnie Financière Richemont S.A. 중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트 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트 마케팅이란 일종의 마케팅이자 목적을 가진 기

업의 예술활동으로서 기업 아트 마케팅의 성과를 중심

으로 정리하면,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미지

차별화 및 제고를 통해 기업활동이 용이해지는 것과, 제

품 판매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 증대 효과, 기업

의 PR 및 홍보로 인한 시장성 증대 효과, 마지막으로 문

화 ·예술적 충족을 주고 경험을 주는 장소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효과를 주고 있었다.

즉,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아트 마케팅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와 지속적인 문화적 소통을 하며 예술적 이미지

를 기업과 브랜드의 자산화하고 있다.

아트 마케팅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일반적인 현상으

로 볼 수 있다. 사례로 살펴보았듯, 혁신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

이나 매출 증대 등 큰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이 있었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아트 마케팅의 경향과 사례를 분

석한 결과 아트 마케팅은 어떻게 예술을 활용하여 소비

자의 문화코드를 자극하고 이를 기업의 이미지와 얼마나

잘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기업은 아트 마케팅을 통해 기업, 문화 ·예

술 간에 ‘서로 주고받는’ 능동적 관점을 추구함으로써 기

업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문화 ·예술은 대중적인 인

지도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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